
증례로 보는 항 혈전 약물(anti-thrombotic drugs) 투약하는 심혈관 질환 

환자의 수술 및 시술 시 관리 

                                                            원주의대    김장영 

 

항응고제 (anticoagulants) 나 항혈소판제 (antiplatelet)을 투여하는 심혈관 질환 환자의 

수술 또는 시술 전 후의 적절한 관리는 임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경우로 적절한 조치를 

요한다. 핵심은 항응고제 나 항혈소판제를 수술 시 계속 투약하면 수술 및 시술 시 출혈의 

합병증이 증가하고, 조기에 중단하는 경우는 수술 전 후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의 평가 및 수술의 출혈 위험도를 평가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원고는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술 및 수술 시 항응고제 

(anticoagulants) 또는 항혈소판제 (antiplatelet)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증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증례 1.>  

• 75세 남자환자 3년 전에 Pulmonary embolism 진단  

• 현재 Warfarin 2.5mg 복용 중 (PT INR 1.9) 

• Spinal stenosis로 Spine surgery 예정  

 



상기 환자의 수술 전 항응고제의 처치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  

1. 수술 5 일전에 Warfarin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2. 입원하여 수술 5일 전 Warfarin을 IV heparin으로 스위치 한다. 

3. Warfarin을 계속 투여하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4. 위험해서 수술을 포기한다.  

 

<증례 2.>  

• 77세 남자  

• 3년 전 right MCA infarction 및 Atrial fibrillation 진단  

• 현재 Warfarin 3 mg 복용 중 (INR 2.4) 

• Prostate cancer로 수술 예정  

•  

상기 환자의 수술 전 항응고제의 처치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  

1. 수술 5 일전에 Warfarin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2. 입원하여 수술 5일 전 Warfarin을 IV heparin으로 스위치 한다. 

3. Warfarin을 계속 투여하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4. 위험해서 수술을 포기한다.  

 

1. 항응고제 투약 환자의 관리  

1) 항응고제의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지속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심방 잔떨림 (atrial fibrillation), 정맥 

색전증 및 혈전증 (venous thromboembolism), 인공 판막 대치술 (artificial heart 

valves)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부류의 환자는 대체적으로 항응고제로 warfarin 

(coumadine)을 투약 받고 있으며, 치료의 적절한지 여부를 prothombine time (PT)를 



체크하면서 약물을 조절한다. 질환 별로 차이는 있지만 PT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을 2-3.5정도를 유지를 목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시술 및 수술 시 고려사항 (위험도 평가) 

전술한 바대로 이런 환자는 bleeding risk와 thrombotic risk를 고려하여 약물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 별로 질환의 중증도에 따는 투약 

중단시의 thrombotic risk를 분류하고, 시행되는 수술의 출혈에 따는 합병증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 atrial fibrillation으로 중풍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가 warfarin 사용 중에 

치과치료나 skin biopsy등의 단순한 치료를 받는 경우는 혈전증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출혈의 가능성은 적으므로 warfarin의 중지 없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며, 

반대로 심혈관 합병증이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atrial fibrillation환자가 뇌수술을 

받는다면 혈전증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출혈이 심하면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warfarin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수술 및 시술에 따른 출혈 위험도(표1) 및 환자 별로 질환의 중증도에 따는 투약 

중단시의 thrombotic risk (표2)는 아래와 같다.  

표1 다양한 수술에 따른 출혈 위험도 

High risk 

Neurosurgical operations 

Complex ophthalmic operations 

Complex cardiac operations 

Intermediate risk 

Abdominal operations 

Genitourinary operations 

Extensive oral surgery 

Thoracotomy 

Joint replacement 



Low risk 

Dental procedures 

Dermatological procedures 

 

표2 질환별 혈전증의 위험도  

High risk 

① Atrial fibrillation 

- With prosthetic heart valve - With a history of cardiac embolism (TIA or stroke)* 

- With rheumatic mitral valve disease 

② Thromboembolism 

- Recurrent thromboembolic events 

- with a hereditary or acquired hypercoagulable disorder  

- thromboembolism within the preceding 3 months 

- Acute intracardiac thrombus visualized by echocardiography 

③ Prosthetic heart valve 

- Recently placed mechanical valve (less than 3 months) 

- Older-type valve (single-leaflet tilting disc or ball in cage) in mitral position 

- Two prosthetic valves simultaneously 

Intermediate risk 

① Atrial fibrillation 

- Without a history of cardiac embolism but with risk factors (DM, Hypertension) 

② Thromboembolism 

- thromboembolism more than 3 months but less than 6 months previously 

- Multiple (two or more) strokes or transient ischaemic attacks without risk factors for 

cardiac embolism 

③ Prosthetic heart valve 

- Newer-type valve (e.g. St Jude) in mitral position 

- Older mechanical valve model in aortic position 

- Aortic valve and more than two risk factors for cardiac embolism 

Low risk 

① Atrial fibrillation 

- Without multiple risk factors for cardiac embolism* 

② Thromboembolism 

- thromboembolism more than 6 months 

③ Prosthetic heart valve 

- Newer-type valve in aortic position 



3) 위험도에 따른 수술 및 시술 시 관리 요령 

위험도의 평가에 따라 낮은 출혈 위험군인 치료 (치과 치료, skin procedure)는 전술한 

prothrombin time (PT)가 therapeutic range (INR 2-3.5)인 경우는 warfarin의 중단 없이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간의 출혈 위험군 (복부 수술, 정형외과수술등 대부분의 

non-cardiac surgery가 이 분류에 속함)은 혈전 합병증의 위험도를 같이 평가하여 

warfarin을 수술 4-5일전에 중단하고, warfarin을 마지막 투약한 36시간이 지난 후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을 하루 2회 투약 받은 후 수술 전날까지 투약 (수술 전 

12-24시간) 후 중단한다. 고위험군인 경우는 LMWH보다는 반감기가 짧은 비분획 heparin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V heparin)을 선호하며, 대개 수술 6시간 전에 중지하고 수술을 진

행한다. (그림 1) 



그림1 항응고제 투약 환자의 치료 protocol 

 



4) 수술 및 시술 후의 항응고제의 일반적 투약 사항 

수술 후에 bleeding control이 적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warfarin은 수술한 당일부터 투

약한다. 왜냐하면, warfarin은 충분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려면 2-3일이 경과해야 하므로 

수술 후 투여가 즉각적인 bleeding risk는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 사이 (postop or postprocdure)의 항응고제로는 LMWH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사용하고, thrombotic risk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12

시간부터 투약한다. PT INR이 목표치인 2이상이 도달되면 LMWH을 끊는다.  

 

 

2. 항혈소판 (Antiplatelet) 투약 환자의 관리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항혈소판제는 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cilostazol등 매우 다양

하다. 이중, 전통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사용되고 있는 aspirin과 최근 심혈관 질환의 

stent삽입시술이 일반화 되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clopidogrel을 중심으로 알아 보고

자 한다.  

 

<증례3> 

• 70세 남자환자  

• 1년 3개월 전 안정형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좌 관상동맥에 약물 용출형 스텐트 (Drug 

eluting stent, DES) 삽입 후 현재 까지 Aspirin 100mg과 Clopidogrel 75mg 복용 중  

• 신경외과에서 Spinal stenosis로 OP 예정  

 

 

 



 

상기 환자의 수술 전 항혈소판제제의 처치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  

1. 수술 7일 전 Aspirin과 Clopidogrel 모두 일시 중지한다. 

2. 수술 7일 전 Clopidogrel만 중지한다. 

3. 수술 7일 전 Aspirin만 중지한다. 

4. Aspirin과 Clopidogrel을 모두 사용하면서 수술한다. 

5. 위험해서 수술을 포기한다.  

 

<증례4> 

• 60세 남자환자  

• 8개월 전 불안정협심증으로 우 관상동맥에 약물 용출형 스텐트 (DES) 삽입  

• 현재 Aspirin과 Clopidogrel 복용 중  

• 검진상 multiple colon polyps 소견 보여 colon polypectomy 예정  

상기 환자 Colon polypectomy전 aspirin과 clopidogrel 투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1. Aspirin과 clopidogrel을 모두 중단하고 시술한다. 

2. Clopidogrel만 중단하고 시술한다. 

3. Aspirin만 중단하고 시술한다. 

4. 시술을 미룬다.  



1) Aspirin 과 clopidogrel의 임상적 적용 

Aspirin은 cyclo-oxygenase type1을 비가역적으로 억제하여 tromboxane 의 형성을 억제

하여 platelet activity를 저해하는 약물로 전통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일차 및 이차 예방을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약리학적으로 약물을 중단하여도 혈소판이 정상 혈소판 기능을 

가지는 데는 약 7-10일이 경과한다.  

Clopidogrel은 임상적으로 불안정형 협심증, 심근 경색증,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고 

stent삽입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aspirin과 clopidogrel의 2제 요법이 일반화 되어 있다. 

Clopidogrel은 ADP receptor인 P2Y12 receptor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여 aspirin보다 강

력한 항 혈소판 억제 효과를 보이며 약물을 중단하여도 혈소판이 정상 혈소판 기능을 가지

는 데는 약 5-7일이 소요된다.  

 

2) 수술 및 시술 시 항혈소판 약제의 관리 

현재 항혈소판제의 수술 전 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다. 소규모 연

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성 질환이 없는 일차 예방목적의 약물 투약인 경우는 앞서 언

급한 intermediate risk이상의 출혈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는 수술 전 5-10일전에 약물을 

끊고 수술이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특히 관상동맥 stent 삽입 후 약

물을 조기에 중지하는 경우는 stent내 thrombosis의 발생으로 심근 경색증이 재발되어 사

망하는 경우를 보고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 stent시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적으

로 문제가 되고 있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한 경우에 현재 알려져 있는 항혈소판 약제 (aspirin plus clopidogrel)

의 사용 가이드라인은 수술을 하여도 aspirin사용의 경우 출혈의 위험도를 많이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중단 없이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minor surgery(dental procedure, cataract, skin operation)은 가능하면 aspirin뿐 아니라 



clopidogrel도 중단하지 않고 수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Minor surgery를 제외한 

elective surgery인 경우는 스텐트 삽입 후 최소 6개월 이상 clopidogrel을 사용하고 가

능하면 1년 이후로 시술 또는 수술을 미루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내시경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경우는 진단적인 검사나 단순한 조직검사는 aspirin, 

clopidogrel을 사용하면서 시술이 가능하나, polypectomy EMR등의 invasive procedure시

에는 clopidogrel을 5-7일 중단 후 시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내시경 검사 및 치료에 대한 guideline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내시경적 시술 및 검사시 항혈전제 치료의 가이드라인  


